한국패션디자인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0일까지로 마감되었던 홍콩패션위크 작품신청이 오는 5월 24일 토요일로 연기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해외전시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전시 참관 신청도 받고 있으니,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회원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주
□ 일

제 : 홍콩패션위크 〔액세서리(쥬얼리,넥타이,스카프,백 등...)〕
시 : 2014년 7월 6일 (일) ~ 7월 11일 (금) 4박 6일
- 전시기간 : 2014년 7월 7일 (월) ~ 7월 10일 (토)
□ 참가비 : 2014년 5월 24일 (토)까지 입금 완료
- 본인이 직접 갈 경우(25만원), 작품만 보낼 경우(30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1-047013 입금주: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전시참가비
(사진촬영비포함)

본인이 직접 갈 경우

작품만 보낼 경우

25만원

30만원

□ 신청 마감 :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전시참가비입금 후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사무국 이메일 : ksfdksfd@naver.com)
□ 작품 마감 : 1차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출
□ 작품 마감 : 2차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사무국으로 제출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53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센터 106호
(우)135-517, tel:02)940-4116
□ 촬영 날짜 :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스튜디오 프리즘(홍대 서교동 위치)
□ 여행일정 및 경비
ㆍ 행사 기간 : 2014년 7월 6일 (일) ~ 7월 11일 (금)
- 전시 기간 : 7월 7일 (월) ~ 7월 10일 (목)
ㆍ 행사 비용 : 970,000원
- 왕복항공료 : 400,000원(아시아나항공)
- TAX : 140,000원(공항세,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관광진흥기금)
- 여행자보험 : 10,000원(6일)
- 호텔비 : 230,000원(4박, 조식포함, 2인 1실)
- 현지지상비 : 90,000원
- 전세버스비 : 100,000원(첫날, 마지막 날 2일 사용료)

(45인 버스, 최소인원 70명 기준, 기사팁, 도로비, 기사 식대비, 주차비포함)
- 소계 : 970,000원
- 합계 : 970,000원
ㆍ 여행 경비 입금계좌 :
*2014년 5월 30일까지 97만원 입금 완료.
- 1차로 예약금 20만원을 예치하신 회원 분들은 잔금 77만원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여권사본제출: chulbest@naver.com
(입금계좌: 국민은행 529401-01-093846 예금주 : 위고항공여행사)
<포함 내역>
왕복항공료(아시아나항공), 숙박비, 조식(호텔식),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1억원 여행자
보험,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피크트램 편도 입장료 포함, 전세버스(첫날,마지막날) 등
<불포함 내역>
현지 교통비(첫날과 마지막 날 2일 버스사용), 기타 입장료, 식사(중, 석식)비용,
개인비용 등
ㆍ 행사 일정
인천국제공항 출발 09시00분 출발 OZ721
홍콩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3시간 45분)11시50분 도착
홍콩 컨벤션 센터 (완차이)로 이동
제1일
(7월 6일)

중식(도시락 또는 현지식)
홍콩 컨벤션 센터(완차이)도착
전시부스 디스플레이 (부스담당) 또는 리펄스 베이
스텐리 마켓 관광 (관광조)
석식
빅토리아 파크로 이동 하여 홍콩 백만불 야경 감상 (피크트램 편도 탑승)

제 2일
(7월 7일)

조식(호텔식)
홍콩 패션 위크 오프닝 및 전일 홍콩 패션위크 일정 (개별이동 - 차량,가이드 식사 불포함))
중식/석식(자유식)

조식(호텔식)
제 3일
(7월 8일)

홍콩패션 위크 일정
(개별이동 - 차량 가이드 식사 불포함)
중식/석식(자유식)
조식(호텔식)

제 4일
(7월 09일)

홍콩패션 위크 일정
(개별이동 - 차량 가이드 식사 불포함)
중식/석식(자유식)

제 5일
(7월 10일)

조식(호텔식)
호텔 패션 위크 일정 참석
부스 철수 후 컨벤션 센터 로비 집결

개별 자유시간
호텔앞 집결 (전체인원)후 홍콩 공항으로 이동

제6일
(7월 11일)

홍콩 국제 공항 출발 (AM 00시 40분 출발) OZ750
인천 국제공항 도착 (AM 05시 10분)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개별일정에 대한 여행지 추천안내는 차후 신청자 분들께 메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ㆍ 진행 일정
- 5월 24일 (수요일) :
사무국 – 전시 참가신청서 및 전시참가비 입금 완료
전시참가비는 본인이 직접 갈 경우 – 1인 25만원, 작품만 보낼 경우 – 1인 30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1-047013 (입금주: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 5월 30일 (화요일) : 여행경비 납부 완료
여행사 - 여권사본제출 및 여행경비 (97만원) 납부 완료
* 여권사본제출: chulbest@naver.com
* 입금계좌: 국민은행 529401-01-093846 (예금주 : 위고항공여행사)
- 5월 31일 (토요일) : 작품마감 1차 완료 (춘계학술대회 시)
- 6월 14일 (토요일) : 작품마감 2차 완료
- 6월 21일 (토요일) : 작품도록 촬영
- 7월 6일 (일) : 인천공항 집결 후 출국 (AM 06시30분)
ㆍ 문의
-사무국간사
담당 : 박현정
문의 : 02)940-4116
이메일 : ksfdksfd@naver.com
-위고여행사
담당 : 노수철 부장
문의 : 02)501-8887, 010-9041-0040
이메일 : chulbest@naver.com

